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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 및 그의 형성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시일이  개방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개방표시  수단을  제공하도록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
의 상이 형성된 진공 시일로서 미소렌즈 시이팅이 입구를 가로질러 부착된 용기의 단면도.

제2도는  개방된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의  파손을  야기하는 시일
의 손상후의 용기 및 시일의 단면도.

제3도는  뚜껑이  개방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개방표시  수단을  제공하도록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
의  상이  형성된  미소렌즈  시이팅이  용기의  뚜껑과  목부분에  겹치도록  부착되어  있는  용기  및  그에 
나사 결합된 뚜껑의 단면도.

제4도는 표시판에 변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소렌즈 시이팅이 부착된 금속 패널의 
단면도.

제5도는  카아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엠보싱  무늬가  진짜임을  보증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형상 의존
성이고  지향성의  상이  형성된  미소렌즈  시이팅이  엠보싱된  부위에서  카아드의  표면에  일치하도록  그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엠보싱된 카아드의 단면도.

제6도는  엠보싱  무틔가  변경되어  그  엠보싱의  위조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
의 상이 파괴된 상태의 상기 엠보싱 카아드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용기                                          12 : 진공 시일

14 : 미소렌즈 시이팅(sheeting)          16 : 접착제층

18 : 광비임                                       20 :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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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시일의 변경된 형상                     32 : 시일의 원래의 형상

40,50,62 : 미소렌즈 시이팅               42,52,68 : 접착제 층

44 : 뚜껑                                          54 : 금속패널

56 : 오목한 형상                               58 : 볼록한 형상

60 : 엠보싱된 카아드                         64 : 미소구체

66 : 결합제층                                   70,72,74 : 엠보싱된 문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지향성  상(directional  image)을  가진  시이트에  관한  것이다.  지향성  상은  미리  정해진 
각도에  중심을  둔  영역(여기서는  "원추형  시야"로  설명한다)에서  또는  내에서만  보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상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여러가지  사건들의  견지에서,  의사  처방없이  팔리는(over-the-counter)  약품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제품을  개방  표시  또는  개방  저항  포장체로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한 보안수
단의  목적은,  용기가  개방되지  않고  따라서  그의  내용물이  어떤  방식으로도  도난당하지  않았음을 입
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단은  대략  생산하기에  충분히  저렴하여야  하고  용이하고  명확한 개방표시
를 신빙성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용기를  위한  저렴한  시일(seal)이  그  용기의  구멍을  가로질러  부착되는  종이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
나,  개방되지  않은  제품의  외관과  매우  유사한  외관을  유지하면서  종이를  벗기고  재밀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다  복잡한  시일은,  개방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구조가  변하여야  하는  뚜껑이다.  그러한  예들이 
미국 특히 제3,913,772호(오치스) ; 제4,446,979호(고호) ; 제4,457,437호(히이스) ; 및 제
4,474,304호(자콥스)에  예시되어  있다.  또한,  소망의  진공  또는  압력이  본래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표시하는 시일들도 알려져 있고, 그들의 예가 미국 특허 제
3,152,711호(멈포오드,  등)  ;  제3,160,302호(챠플린)  ;  및  제3,443,711호(올슨)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미국  특허  제4,480,749호(로리스,  등)는  온도  표시기를  가진  열가소성  시일들을  나타내고 있
다.

크레디트  카아드와  같은  엠보싱된  카아드는  변조  및  위조  방지가  요구되는  부위를  가진다.  빈번히 
발생하는  한가지  형태의  부정행위는  카아드상에  엠보스된  문자들을  변경시켜  그  카아드상에  표시된 
계좌번호  또는  만기일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이해  통상  사용되는 한가
지  보안기술은  엠보싱된  문자들의  돌출  부분들을  착색  피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
복층은  종종  쉽게  제거되고,  원래의  문자들이  평평하게  될수  있으며,  그후  카아드가  새로운  문자로 
재엠보싱된  다음,  진짜  외관을  부여하도록  채색될  수  있다.  또다른  통상의  보안수단은,  라벨 스트립
과  몇몇  은행  카아드  및  크레디트  크아드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응력에  의해  희게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출된  부분을  평평하게  하면  카아드가  원래의  색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후 카아드가 가짜 정보를 가지도록 스탬프(타인)될수 있다.

개방  또는  변조가  시도된  것을  나타내는  위조가  불가한  양호한  보안수단이,  의사처방  없이  팔리는 
약품산업과  크레디트  카아드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수단은  개방  또는  변조를 명확하
고 용이하게 알수 있는 표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모조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무늬  또는  문자의  상이  형성된   시이팅(sheeting)은,  특히  제품이나  서류를  표시하는데  유용한 독특
한  라벨과  같은  다수의  중요한  용도를  가진다.  미국  특허  제3,154,872호(노오드그렌)  ; 제3,801,183
호(세벨린,  등)  ;  제4,082,426호(브라운)  ;  및  제4,099,838호(쿠크,  등)에  교시된  바와  같은  그러한 
시이팅들을  자동차  면허판을  위한  유효확인  스틱커와  ;  운전  면허증,  정부  서류,  사진첩,  테이프 카
셋트,  등을  위한  보암  필름으로  사용된다.  이  특허들은  시이팅의  제조시  문자들이  시이팅에 부여되
어야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4,200,875호(갈라노스)는,  단일층의  유리  미소구체들과  반사성  마스킹  층으로  이루어진 
역반사  시이팅에  지향성  상을  형성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  방법에서,  그  역반사  시이팅에 레
이저를  조사(照射)함에  의해,  지향성  상으로  보이는  구조적  변형부  또는  개질부들이  시이트에 형성
된다.

"혹커트",  등의  일본국  특허  출원  제19,824/84호(1984.  2.  6.출원,  1984.  8.  24.  공개(공개번호 제
148,004/84호))는  단일층의  밀접히  떨어져  있는  투명한  미소렌즈들과,  미리  정해진  원추형 시야내에
서  관찰된때만  상으로  보이도록  미소렌즈(microloens)의  후방에  배치된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포
함하는 시이트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  2가지  선행기술들은  지향성  상들이  시이팅의  제조후에  그  시이팅에  형성될  수  있음을  교시하고 
있다.  상기  후자의  선행기술(일본출원)은  흑백이  아니라  천연색의  상과  같은  어떤  유용한  광학적 효
과들이  달성될  수  있는  시이트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  출원의  시이트는  그가  부착되는  서류 또
는 제품을 표시하는 투명한 부착물로 유용하다.

본  발명은,  용기  또는  엠보싱된  카아드들과  같은  물품들에  부착되는  신규한  시이트에  의해,  그 물품
에  시도된  개방  또는  변조를  신뢰성있게  표시하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위조가  불가한  수단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시이트는  또한,  그가  부착되는  물품의  진짜  입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
될수도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형상  의존성(contour-dependent)이고  지향성의  상들을  가진 시이트
는,  예를들어  변경  가능한  정보를  가진  표시판과  같은  많은  다른  적용분야들을  가질수  있다.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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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또한, 그러한 시이트들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간단히  요약하여,  본  발명의  신규한  시이트는  (a)  바람직하게는  유리  미소구체들인  단일층의  밀접히 
떨어져  있는  투명한  미소렌즈들과  ;  (b)  그  미소렌즈들을  상기  시이트에  단일층  배열로  취부하기 위
한  수단과  ;  (c)  시이트가  미리  정해진  형상을  취하고  미리  정해진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한  상으로  시이팅의  전방으로  부터  보이도록  미소렌즈의  후방에  형성된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
로 이루어져 있다.

"축방향  표식(sxial  marking)들"이란,  피복된  스폿트들,  연속층들의  개구부들,  층의  변형부들,  또는 
미소렌즈의  변형부들(그의  중심점들은,  미소렌즈의  광학적  중심을  지나  연장하고  공통의  관차지점 
또는  선에서  교차하거나  또는  서로  평행한  축들상에  각각  위치된다)과  같은,  제한된  지역의 시각적
으로 독특한 구조들로 정의된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단일층의  미소렌즈들을  가진 시이팅
(sheeting)(본  명세서에서  간혹"미소렌즈  시이팅"으로  칭한다)이  어떤  선택된  형상으로  배치된다. 
이  형상은 엠보싱된 카아드의 엠보싱 지역과 같은 표면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그  표면에 미소렌즈 
시이팅이  표면  순응성  부착물(surface-conforming  overlay)로  부착되거나,  또는  시이팅  자체가 형상
을 가질 수  있다.  예를들어,  미소렌즈 시이팅이 용기의 진공 시일을 형성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그
러한  시일은  전형적으로  오목한  형상을  가진다.  이점에서,  미소렌즈  시이팅은,  그가  구조적 완전함
과  광학적  성질을  보유하면서,  그  아래의  표면에  적응하도록  또는  형상부여  힘에  응하여  충분히 휠
수 있는 것이 유용하다.

그  시이팅이  소망의  형상으로  배치된때,  레이저  비임과  같은,  크게  콜리메이트된  광의  비임이 선태
된  입사각으로  그  시이팅에  상형성  방식으로  조사되어,  그  비임이  부딪치는  미소렌즈의  후방에 축방
향  표식을  형성하게  된다.  Q  스위치  펄스  레이저  비임이  미소렌즈  시이팅에  축방향  표식들을 형성하
는데  가장  효율적인  타입의  콜리메이트된  광이다.  축방향  표식들의  셋트는  시이트가  광으로 조사될
때의  형상으로  유지되고  조사광의  입사각에  중심을  둔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한  상으로 
보인다.  다른  원추형  시야내에서  또는  시이트가  다른  형상으로  배치된  때만  보이는  부가적인  형상 
의존성, 지향성의 상들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그 시이트에 형성될 수 있다.

콜리메이트된  광은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형성하도록  마스크를  통하여  미소렌즈  시이팅의 전체표
면,  또는  그의  선택된  부분들만을  주사할  수  있다.  또는  축방향  표식들의  셋트가  특별한  형태의 주
사패턴으로  시이팅을  조사함에  의해  형성될수도  있다.  상이  전체  시이트를  가로질러  균일하게 연장
하든  또는  그  시이트의  일부분만을  가로질러  연장하든지간에,  그  상은  본  발명의  목적인  시각적으로 
독특한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인 성질을 가진다.

축방향  표식들이  형성되는  시이팅내의  정확한  위치  또는  수준의  미소렌즈  시이팅의  구조와,  지향성 
상들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들어,  각  축방향  표식은  미소렌즈  자체에 
형성된  변형부,  또는  그  렌즈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는  층에  형성된  개구부일  수  있다.  여기서 사
용되는 "-의 후방에"란 용어는 그러한 모든 위치들을 칭한다.

콜리메이트된  광이  미소렌즈  시이팅에  조사되는  입사각은  형성된  상이  보일수  있는  원추형  시야의 
중앙측을  결정한다.  그  원추형  시야의  각도  폭은  축방향  표식들의  크기와  관계가  있고,  그  표식들의 
크기는  부분적으로는  그  표식을  형성하도록  시이팅에  부여되는  조사광의  에너지  밀도에  의해 결정된
다.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진  비임이  축방향  표식들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상은  넓은  원추 
시야를  가진다.  유사하게,  낮은  에너기  밀도를  가진  비임이  사용되는  경우는,  상이  좁은  원추시야를 
가진다.  평균  직경이  대략  50∼60마이크로미터인  단일층의  미세구체들을  가진  시이팅이 3∼10마이크
로미터  직경의  축방향  표식들을  형성하기  위해  광으로  조사될때,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이 대
략 10∼20도 범위의 원추 시야내에서만 보일 수 있다.

축방향  표식들의  셋트는,  상이  형성된  시이트가  상형성시와  상실상  동일한  형상을  취하고  미리 정해
진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한  상으로  보인다.  시이트의  형상이  변하면,  상을  이루는 각
종  축방향  표식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가  변하여  상의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또는  형상의  변동이 상
당히 큰때는 상의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어떤 각도에서 보이지 않게된다.

시이트  형상의  변화에  대한상의  감수성(sensitivity)은  상이  보이는  원추형  시야의  각도  폭과  역의 
관계가  있다.  매우  좁은  원추시야에서만  보이는  상들은  시이트  형상의  적은  변화에도  민감하다. 그
러나,  그러한  상들은  주위  배경에  대하여  적은  콘트라스트(contrast)를  가지며,  매우  넓은  원추형 
시야에서  보이는  상들보다  찾는데  약간  더  어렵다.  매우  넓은  원추형  시야에서  보이는  상들은 시이
트  형상의  상당한  변화에서도  본래대로  유지될  수  있다.  원추형  시야의  최적폭과,  시이트형상의 변
화와  관련된  상의  감수성은  특정  적용예에  좌우되고  실험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예를들어, 
엠보싱된  카아드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시이트들은  시이트  형상의  적은  변화에  민감할때  가장 유용
하고,  반면에  넓은  원추형  시야에서의  높은  가시성(visibility)이  요구될  수  있는  교환가능한 표시
판으로 사용되는 시이트들은 형상의 변화에 덜 민감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미소렌즈  시이팅은  가요성이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미소렌즈들이  시이팅에  확고하게  고착되고,  시이팅이  각종  형상을  취할때라도  시이팅으로  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요구되는  가요성의  정도는  의도하는  적용예에  의해  결정된다.  시이트에 미소
렌즈들을  취부하기  위한  수단은  중합체  물질과  같은  결합제  물질의  층이거나,  또는  예를들어 미국특
허  제3,503,315호(드  몬테벨로)에서와  같이  미소렌즈들을  단일층  배열로  유지시키는  어떤  다른 구조
일수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할  수  있는  미소렌즈  시이팅의  타입들중에는,  미소렌즈들이  시이팅의  전방으로부터 
돌출하는  "렌즈  노출형"시이팅과  미소렌즈가  결합체  층으로부터  돌출하는  점에서  렌즈  노출형 시이
팅과  유사하지만,  그  미소렌즈를  덮은  투명한  필름을  더  포함하는  "렌즈  피복형"시이팅(미국  특허 
제3,190,178호(맥켄지)에  기술된  것과  같은)과,  미소렌즈들이  투명한  보호층에  매립되어  있는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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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시이팅이  있다.  렌즈  피복형  시이팅과  렌즈  매립형  시이팅에서  미소렌즈들은,  시이팅이 심하
게 둘둘말린 형상을 취할때 렌즈 노출형 시이팅의 것보다 덜 시이팅으로부터 분리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이팅들은  그가  부착되는  물체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는  것이  렌즈  노출형 
시이팅보다  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역반사성의  렌즈  매립형  및  렌즈  피복형  시이팅들은 젖었을때라
도  역반사적으로  유지되지만,  렌즈  노출형  시이팅은  그렇지  못하여,  교통  신호판에서와  같은  많은 
옥의  적용예들을  위해서는  렌즈  피복형과  렌즈  매립형  시이팅들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대부분의 
적용예들에서,  미소렌즈  시이팅은  역반사적인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그에  형성된  상이 비역반사적
인 시이팅에 형성된 상보다 더 쉽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미소렌즈들은  구형(球形)인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그  미소렌즈들이  넓은  범위의  입사각으로부터 상
이  형성될  수  있고  시이팅이  역반사적일  경우  넓은  범위의  각도에서  역반사적이기  때문이다.  구체가 
아닌  미소렌즈들을  가진  시이팅의  일예가  상기  "드  몬테벨로"의  특허에  기술되어  있다.  유리로된 미
소렌즈들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재료로  형성된  미소렌즈들보다  더  내구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5∼2.7범위내의  굴절율를  가지는  미소구체들이  유용하지만,  2.4이상의  굴절율을  가진 미소구체들
은  채색될  수  있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가  서류의  정보위에  투명한 부착물
로 부착되는 것과 몇몇 적용예들에서는 무색 투명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미소구체들은  10∼100마이크로미터의  평균  직경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략 50∼60마이크로미
터의  사실상  균일한  직경이  이상적이다.  미소구체들이  너무  크면,  시이팅이  두껍게  되고 구부러지기
가  어렵게  되며,  그에  형성된  사들의  선명도가  나빠진다.  미소구체들이  너무  작으면,  시이팅에 형성
된  상들의  선명도가  높아지지만,  시이팅  형성할때  미소구체들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  어렵다. 
미소구체들이  대략  10∼2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게되면  회절손실(diffraction  loss)에  의해  시이팅이 
덜  반사적으로  되어  상과  주위  배경  사이의  콘트라스트를  감소시키고,  그리하여  상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본  발명은,  병이나  항아리와  같은  용기가  개방되었거나  개방이  시도된  것을  용이하고  명확하게 표시
하는  개방  표시수단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그러한  용기들은  현재  진공하에  밀봉되고, 
그  진공에  의해  용기의  시일이  오목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용기가  개방된때  진공이  상실되고 시일
의  형태가  변한다.  시일이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로  이루어진때,  그  상이 파괴
되어,  용기가  개방된  것을  용이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게  된다.  편리하게는,  미소렌즈  시이팅은, 시일
을  개방하기  위한  시도가  시이트에  형성된  형상  의존성,  지향성의  상을  파괴시키는  외에  시이트를 
파열시키거나  도는  시이트에  명확한  다른  물리적  야기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약한  형태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상온  문구가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특별한  안전  문구이거나,  또는  시일이 완
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를  설명하는  용기상의  부수  설명들과  함께  회사명  또는 상
표와 같은 무늬일 수 있다. 상은 그기 쉽게 모조될 수 없고 파손이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밀도
와  크기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은,  개방에  의해  야기된  변호가  소비자에  의해  인식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서는  안된다.  사진상이  개방을  표시하는데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그러한  사진 
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친숙한 포맷과 정교한 정밀도는,  상의 변화가 명백하여야 하는 매우 신뢰
성  있는  개방  표시수단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사진  상은  사진  상을  가지는 반색조(half-tone)마스
크를 통하여 시이팅에 광을 조사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들을  가진  본  발명의  시이트는  크레디트  카아드와  같은  엠보싱된 카아
드의 위조 및 변조 방지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는  또한,  보안  패스(pass)의  진짜  보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의  일에는,  카아드  소지자의  사진과  그의  관련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위에  사실상 투명하
고  바람직하게는  역반사적인  미소렌즈  시이팅(그  아래의  정보의  판독성을  방해하지  않는)이 부착되
는  카아드  형태의  보안  패스이다.  그  카아드의  진자  보증수단은,  미소렌즈  시이팅이  부착된 카아드
를  선택된  형상으로  배치하고  그에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형성함에  의해  제공된다.  그후 
그  카아드는  그를  상기  선택된  형상으로  배치시키고  상이  완전한가(즉,  본래대로  있는가)를 확인함
에  의해  진짜여부가  입증될  수  있다.  더  높은  보안성은  형상  부여  템플레이트(template)와  지향성 
상  판독을  위한  기계적인  판독  장치를  사용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한  장치들이  사용될때는, 
매우  좁은  원추형  시야를  가지며  따라서  형상  변화에  매우  민감한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들이 
선택될수 있다.

하나이상의  형상의존성,  지향성의  상을  제공하도록  1셋트  이상의  축방향  표식들을  가지는 시이트들
이  형성될  수  있다.  2개의  상들이  동일한  형상에서  형성될때,  2개의  상들의  각  원추  시야들이  서로 
겹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른 입사각들을 선택하는 것이 대개 바람직하다.

또  다르게는,  부가적인  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이,  첫번째  상이  보일수  있는  형상과  다른  형상으로 시
이트가 배치된때만 보이는 형상 의존성, 지향성의 상을 이룰수 있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는,  표시판의  형태를  변경시킴에  의해  그의  정보가 보이
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되는  표시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예를  위해서는,  가요성이지만  형상 
의존성 상이 보일수 있는 형상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형상을 취할 수  있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패
널과  같은  형상  부여  수단에  미소렌즈  시이팅을  부착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를들어,  오목한 형상으
로부터  볼록한  형상으로  휘는  그속  패널이  적당하다.  시이팅은  금속  패널에  접착제로  접합될  수 있
고,  패널이  취하는  형상에서만  보일수  있는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이루는  1셋트  이상의 축
방향  표식들이  그  시이팅에  형성된다.  또다른  적당한  금속  패널은  정상적으로  평평하고  그  형상에서 
하나의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이  형성되고,  반면에  하나이상의  다른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
의 상들이 하나 이상의 원통형 형상체에 형성된다.

10-4

특1994-0002347



미소렌즈  시이팅의  여러가지  다른  예들이  본  발명의  실시에  각기  다른  이점들을  부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전술한  "혹커트",  등의  일본출원에  기술된  바와같이,  어떤  축방향  표식들이 채
색된  상을  제공하기  위해,  채색된  피복  조성물로  함침될  수  있다.  그러한  시이팅은,  교통신호등이 
색으로  신호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들이  양호하게  구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색들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들을 가진 표시판을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들을  가진  시이트들은,  물품이  특정  형상을  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는  특정  상이  보일수  있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형상으로  배치될  수 
있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들을  가진  시이트들이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적용예들은  본 기술
에 숙련된 자들에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예들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미소렌즈  시이팅(microlens  sheeting)(14)와  그  아래의  접착제층(16)으로  이루어진  진공 
시일(seal)(12)와  함께  용기(10)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그  용기내의  진공에  의해  시일이  오목한 형
상을 취한다.

형상  의존성(contour-dependent)이고  지향성의  상이  크게  콜리메이트된  광의  비임으로  미소렌즈 시
이팅을  조사(照射)함에  의해  그  시이팅에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  도시된  입사각은  용기의  상면에 
사실상  수직이다.  그  비임은  마스크(mask)(20)을  통과하여  시이팅을  조사하여  1셋트  축방향 표식
(amrking)등을  형성한다.  선(A.B.C.D.E)는  마스크를  통과하는  조사광의  부분들을  나타내며,  또한 조
사광의  그  부분들에  의해  형성된  축방향  표식들  각각의  원추형  시야의  중앙  축들을  나타낼  수도 있
다.

그  마스크가  제거된때,  형성된  축방향  표식들의  셋트는,  축방향  표식들이  형성될때의  시이트의 형상
에서의  조사광의  입사각에  중심을  둔  원추형  시야내에서만  완전한  상으로  보인다.  그  상이 완전한때
(본래대로 있을때), 그 상의 모든 부분들은 상기원추형 시야내에서 동시에 보인다.

뚜껑이  나사홈(22)(용기의  목부분의  측부에  도시됨)에  나사  결합되어  용기에  취부될  수  있다. 뚜껑
은 우연한 손상으로부터 시일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시일이  개봉된때는  진공이  상실되어  시일은  그의  원래의  형상(32)와  다른 
형상(30)을  취하게  된다.  이와같은  형상의  변동에의해,  시이트의  각기  다른  부분들  사이의  공간적 
배향(spatial  orientation)이  변경되어  그에  형성된  상이  부서진다.  그  상은, 선들(A',B',C',D',
E')의  평행하지  않은  배열로  도시된  바와같이  본래대로  되지  않는다.  상기  선들  각각은  상의 일부분
이  보일  수  있는  원추형  시야의  축을  나타낸다.  상의  각기  다른  부분들의  원추형  시야들은  더이상 
중복되지  않고,  따라서  상의  모든  부분들  축을  나타낸다.  상의  각기  다른  부분들의  원추형  시야들은 
더이상  중복되지  않고,  따라서  상의  모든  부분들  어떤  시각으로  부터  동시에  볼수  없게되어,  시일이 
개방된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용기를  밀봉하는  개봉  표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용기의  뚜껑(44)와 목부분
(46)을  덮도록  접착제(42)에  의해  부착된  미소렌즈  시이팅(40)을  나타낸다.  그  미소렌즈  시이팅은,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형성하도록  광으로  조사되고,  선들(F',G',H',I',J',K')은  상의 부분
들을  위한  원추형  시야의  중앙  축들을  나타낸다.  축방향  표식들의  셋트가  형성될때와  사실상  동일한 
형상으로  시이트가  배치되는  경우,  상은  선들(F',G',H',I',J',K')의  평행한  배열로  나타낸  바와 같
이 완전한 상태로 있는다.

제4도는,  오목한  형상(56)과  볼록한  형상(58)을  취할  수  있는  금속  패널(54)에  부착되고  후면에 접
착제층(52)를  가진  미소렌즈  시이팅(50)을  나타낸다.  금속  패널이  그의  오목한  형상으로  있을때 완
전한 상으로 보일수 있는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이, 금속패널이 볼록한 형상으로 있을때는 
부서진다.

제5도는 엠보스 카아드(60)의 단면을 나타내며, 그 카아드의 표면에는, 단일층의 미소구체
(microsphere)들(64)의  결합제층(66)과  접착제층(68)로  이루어진  미소렌즈  시이팅(62)가 엠보싱
(embossing)전에  부착된다.  그  카아드와  그에  부착된  미소렌즈  시이팅에는  크레디트  카아드상의 계
좌번호와  같은  소망의  문자들(70,72)이  엠보스되어  있고  그  시이팅은  비평면  형상을  가지고  있다. 
미소렌즈 시이팅은 카아드의 표면의 새로운 형상에 일치하도록 엠보스 부위에서 신장되어 있다.

카아드와  그  카아드상의  엠보싱  무늬의  진짜  입증  수단은,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으로  보일수 
있는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형성하도록  시이팅을  광으로  조사함에  의해  제공된다.  원추형  시야의 
중앙측을  형성하는  입사각은  카아드에  사실상  수직인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시이팅에  상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유용한  각도도  선택될수  있다.  선들  각각은  축방향  표식을  위한  원추형  시야의 
중앙축을  나타낸다.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  상이  형성될때와  같은  형상으로  시이트가  배치된때,  그 
상은 선들의 배열로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완전한 상태로 있는다.

제6도에서는,  제5도에  도시된  엠보싱  무늬가  몇몇  문자들(70,72)를  제거하고  다른  문자(74)를 부가
함에  의해  변경되어  있다.  카아드의  형상의  변경에  기인하여,  축방향  표식들  사이의  공간적  배치가 
변경되어,  선들의  평행하지  않은  배열로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상을  파괴시킨다.  그상은,  원래의 진
짜  엠보싱의  제거와  새로운  가짜  문자들의  부가에  의해  야기된  파손에  거인하여  더  이상  본래대로 
되지 않게되고, 그리하여 본 발명의 목적인 명백한 위조표시가 제공된다.

상기  도면들은,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들을  가진  시이트들이  이용될  수  있는  몇몇  예들을 나
타내는 것일뿐,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유용성을 하기 실시예들에 의해 더 설명한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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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는,  용기가  개봉된  것이나  또는  용기를  개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개봉 
표시수단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일예를 나타낸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츄어링  컴패니"에서  입수할  수  있는  "SCOTCHLITE" 
표  고이득  반사  시이팅  7610번의  시이팅  조각을,  미소렌즈  측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평평한 표면상
에  배치하였다.  그  시이팅은  단일층의  밀접히  떨어져  있는  투명한  유리  미소구체들을  가지고 있고,
그  미소구체들  모두는  대략  50∼70  미크론의  직경과  대략  1.9의  굴절율을  가진다.  미소구체들은 그
의  후면에  화학적으로  부착된  반사층을  가지고  있고,  검은  안료를  함유하는  중합체  결합제내에 부분
적으로매립되어  있다.  시이트의  후면음  감압성(pressure  sensitive)  접착제로  피복되고,  그 접착제
는  릴리이스  라이너(release  liner)에  의해  보호된다.  그  릴리이스  라이너는  감압성  접착제를 노출
시키기 위해 제거되었다.

직경이  대략  4.5㎝인  입구를  가진  100㎖  유리병을,  그  병과  그안에  수용된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위
해  짧게  가열하였다.  다음,  그  병의  입구를  전술한  상품인  7610시이팅의  노출된  접착제에  대하여 압
박하여  그  시이팅이  병에  부착하여  시일(seal)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다음,  그  밀봉된  병을 실온까
지  냉각시켰다.  그  병내의  공기가  냉각,  수축됨에  따라  시이팅의  병의  입구내로  압입되어  진공 시일
의 오목한 형태를 가졌다. 병의 입구에서 돌출한 시이트의 초과 부분들을 제거하였다.

투명한  필름상의  반사성  알루미늄  증기  피복층의  개방  부위들로  이루어진  문자를  가진  평평한 마스
크가  병의  입구와  시일을  가로질러  배치되었다.  그  마스크는  미국  특허  제4,314,022호(피쉬)에  따라 
제조되었다.

다음,  그  시이팅은,  미국  포로리다주의  "컨트롤  레이저  코오포레이숀"에서  입수할  수  있는  모델 
512q  네오디뮴  :  이트륨  알루미늄  가아네트(Nd  :  YAG)  Q  스위치  레이저로  부터의  비임에  의해 마스
크를  통하여  조사(照射)되었다.  모델  512Q  레이저에  의해  방출된  비임의  파장은  대략 1.64마이크로
미터이었다.  그  레이저는  대략  10왓트의  평균  출력과,  대략  3.4킬로헬쯔의  펄스주파수,  대략 200나
노세컨드의  펄스  나비(pulse  duration),  대략  2㎜의  마스크  표면에서의  직경을  가지는  비임을 방출
하도록 조정되었다.

그  비임은,  그  비임을  마스크를  가로질러  일방향으로  주사하고  횡방향으로  대략  1㎜이동시킨  다음, 
다시  마스크를  가로질러  주사함에  의해,  초당  대략  3m의  속도로  대략  0˚의  마스크에  대한  각도, 
즉, 수직으로 마스크 및 병 시일을 가로질러 주사되었다.

전체  마스크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된  후  그  마스크가  제거되었다.  반복적인  문자가,  대략 20˚범
위이고  레이저  조사광의  입사각에  중심을  둔  원추형  시야내에서  어두운  상으로  보였다.  그  반복적인 
문자는  상기  원추형  시야내의  어떤  각도로  부터도  시일의  전체  표면위에서  보였다.  상은  통상의 산
광상태와 역반사광 상태 모두에서 보였다.

본  발명에  따라,  그  상은  시일이  사실상  원래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하다.  시일이  제거된  다음  재부착될때와  같이  시일의  형상이  변경되면,  상은  본래대로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두번째  병  시일을  제조하고  전술한  방법에  따라  그  시일에  상을  형성하였다.  유사한  결과들이 달성
되었다.

탬퍼링(타인의  몰래  개봉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두번째  병의  시일의  일부분을  병  테두리로  부터 
들어올려  진공시일을  파괴시켜  병내로  공기가  들어가게  하였다.  진공의  상실에  기인하여  시일은 원
래의 오목한 형상을 가지지 않고, 약간의 파형부들을 가지는 거의 평평한 형상으로 되었다.

반복적인  문자가  어떤  하나의  관찰  각도로부터  시일의  전체  표면에서  볼수  없었다.  원래의  원추형 
시야내로  부터는  그  문자가  시일의  중심에  위치된  대략  2㎝직경의  영역에서만  보였다.  수직에서 약
간 벗어난 다른 각도에서 관찰한때, 시일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상이 보였다.

[실시예 2]

이실시예는  용기가  개방된  것을  표시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사용된  본  발명의  다른  예를  기술한 것
이다.

실시예  1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7610시이팅의  조각을  대략  1㎝폭과  20㎝길이의  스트립으로 절단하였
다.  접착제를  노출시키기  위해  그  스트립의  후면으로부터  보호  라이너를  제거하였다.  그  스트립을, 
상단에  나사홈이  있고  뚜껑이  이미  부착된  병  주위에  단단하게  감아  뚜껑의  가장자리와  인접  병 목
부분에  겹치도록  하였다.  손으로  압력과  장력을  가하여  그  시이팅  스트립을  신장시켜  뚜껑과  병 목
부분의 형상에 일치시켰다.

"3엠"이라는  문자를  가진  평평한  마스크를  실시예  1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 마스크
를 병상단부 주위에 감긴 미소렌즈 시이팅의 스트립에 접선적으로 배치하였다.

그  마스크와  시이팅  스트립을  실시예  1에  설명된  바와  같은  레이저  비임으로  조사하여  1셋트의 축방
향  표식들을  형성하였다.  그  축바향  표식들의  센트는  "3엠"글자  상으로  보였다.  그  상은,  대략 20˚
범위이고 중앙축이 축방향 표식들을 형성한 조사광의 입사각인 원추형 시야내에서 보였다.

그  병을  그의  축을  중심으로  대략  45˚회전시켰고,  마스크를  반대방향으로  대략  45˚이동시켜 첫번
째  주사과정에서와  유사하게  배치하였다.  이  지역을  첫번째  지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다음  이  과정을  일련의  상들이  시일  주위에  형성될때까지  반복하였다.  각  상은  첫번째  형성된  것과 
유사한 외관을 가졌다.

두번째 병을 첫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유사한 결과들이 달성되었다.

두번째  병에  부착된  미소렌즈  시이팅의  스트립을  탬퍼링을  가정하기  위해  제거하였다.  그  스트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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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손상없이  제거하기  위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찢어졌다.  그 
스트립의  일부분은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병에  재부착되었다.  "3엠"문자가  파괴되어(이는  그  스트립 
부분의  형상이상  형성시의  원래의  형상으로부터  달라졌기  때문이다),  병이  개방된  것이  명백하게 표
시되었다.

[실시예 3]

이  실시예는,  엠보스된  카아드상의  엠보싱이  위조된  것을  나타내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본 
발명의  예를  기술한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츄어링  컴패니"에서 
입수할  수  있는  #580-10WAFT  반사  시이팅의  조각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로  된  강직한 시이트
의  표면에  부착하였다.  그  #580-10WAFT  시이팅은,  단일층의  밀접히  떨어져  있는  투명한  유리 미소구
체들을  가진  광각의  평평한  시이팅이다.  상기  미소구체들  모두는  대략  50∼75  마이크로미터의 직경
과  대략  2.26의  굴절율을  가진다.  그  미소구체들은  투명한  하부  중합체  피복물내에  부분적으로 매립
되어  있고,  그  미소구체들의  정면은  상부  중합체피복층내에  매립되어  있다.  그  상부  피복층은 평평
한  표면을  가지며  대략  2.5mil두께이다.  상기  하부  피복물은  미소구체의  표면에  일치하여  있고  그의 
표면에  반사성의  알루미늄  증기  피복층이  부착되어  있다.  그  알루미늄  증기  피복층은 미소렌즈로부
터  대략  촛점  길이에  배치된다.  알루미늄  증기  피복층의  반대측부에는  카르복실  기재  접착제의  층이 
배치되어  있고,  그  접착제층에는  고무기재  접착제의  층이  부착되어  있으며,  그  고무기재  접착제층은 
종이로된 릴리이스 라이너(release liner)로 피복되어 있다.

대략  24.5mil  두께의  PVC  시이트는  미국  텍사스주의  "테네코  폴리머스  인코오포레이티드"에서 입수
되었고, 그레디트 카아드에 통상 사용되는 물질과 유사하다.

종이로된  릴리이스  라리너를  제거한후  전술한  WAFT  시이팅을  상기  PVC  시이트위에  배치하고  그들을 
플래톤(platen)  프레스로  평방인치당  대략  100∼250파운드의  압력하에  대략  270℃(대략  132℃)의 온
도에서 대략 10분간 압착함에 의해 PVC 시이트에 WAFT 시이팅을 적층시켰다.

대략  2  1/8"×3  3/8"크기의  블랭크(blank)들이  상기  적층체로부터  다이에  의해  절단된  다음,  표준식 
수동 카아드 엠보서(embosser)를 사용하여 엠보싱되었다.

다음,  엠보싱된  블랭크  카아들을,  실시예  1  및  2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레이저로부터의 비임
으로  조사하였다.  카아드의  전체  표면이  그에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형성하도록 래스터
(raster)  주사되었다.  형성된  상은  통상의  산광  상태  또는  역반사  상태하에서,  조사광의  입사각에 
중심을 둔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된때 균일한 패턴으로 보였다.

상이  형성된  카아드들을  수초간  끓는  물내에  넣어  PVC를  연화시켰다.  그  카아드의  각측부에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배치한  다음,  그들을  2개의  금속판들  사이에서  손으로  압박하여 엠보싱
을  폈다.  냉각시킨후,  상기  평평하게  펴진  카아드의  전에  엠보스된  지역들에  다른  문자와  숫자를 재
엠보싱 하였다.

통상의  산광  상태  또는  역반사  상태하에서  관찰된때,  이전의  균일한  지향성  상은  원래의  엠보싱이 
펴진  지역과  새로운  엠보싱이  부여된  지역들  모두에서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그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은 카아드상의 엠보싱이 변경되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단일층의  밀접히  떨어져  있는  투명한  미소렌즈들과  ;  (b)  그  미소렌즈들을  시이트에  단일층 배
열로 취부하기 위한 수단 ;  및  (c)  시이트가 미리 정해진 비평면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이  완전한  상으로  시이트의  전방으로부터 보일
수  있도록  미소렌즈의  후방에  각각  배치된  1셋트의  축방향  표식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가진 시이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렌즈들이  미소구체들이고  약  1.5∼2.7의  굴절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렌즈들이 유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역반사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사실상 투명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제2의   미리정해진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제2셋트의  축방향 표식
들이  완전한  상으로  보이도록  미소렌즈의  후방에  각각  배치된  제2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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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상기  미리  정해진  비평면  형상과  다른  미리  정해진  형상을  취할때만 완전
한  상으로  보이도록  미소렌즈의  후방에  각각  배치된  부가적인  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이  상기  미리  정해진  원추형  시야내에서 보이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상기  미리  정해진  비평면  형상을  결정하는  진공  또는  정압  상태하에 용
기의 입구를 가로질러 그 입구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엠보스된  카아드의  엠보스된  면의  적어도  일부분을  가로질러  표면 순응
성  부착물로서  부착되고,  엠보싱이  상기  미리  정해진  비평면  형상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용기와  그  용기를  밀봉하는  뚜껑의  외부  형상에  일치하도록  상기  용기와 
뚜껑에  겹치도록  부착되고,  상기  외부  형상이  상기  미리  정해진  비평면  형상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서류에  부착되고,  사실상  투명하며,  서류의  정보의  판독성을  방해함이 없
이 그 서류의 정보지역에 부착물로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시이트가 형상 형성 수단에 부착되고,  그  형상 형성 수단은 상기 시이트가 상기 미
리  정해진  비평면  형상을  포함하는  다른  미리  정해진  형상들을  취하는  적어도  2가지  위치들 사이에
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형상이 비평면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

청구항 15 

(A)단일층의  밀접히  떨어져  있는  투명한  미소렌즈들과그  미소렌즈들을  시이트에  단일층  배열로 취부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진  시이팅을  비평면  형상으로  배치하고  ;  (B)  시이트가  상기  비평면  형상으로 
되어있고,  조사광의  입사각이  중앙축인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한  상으로  보이는 1셋트
의  축방향  표식들을  미소렌즈들의  후방에  형성하기  위해  시이팅의  표면에  선택된  입사각으로  크게 
콜리메이트된  광을  상형성  방식으로  조사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이트에  형상 
의존성이고 지향성의 상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시이팅을  비평면  형상으로  배치하는  상기  단계(A)가  용기의  입구를  가로질러 
상기 시이팅을 부착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시이팅을  비평면  형상으로  배치하는  상기  단계(A)가  용기를  밀봉하는  물체에 
상기 시이팅을 부착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시이팅이  카아드의  표면에  부착되고,  시이팅을  비평면  형상으로  배치하는 상
기  단계(A)가  상기  카아드를  엠보싱하여  상기  시이팅을  엠보싱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크게 콜리메이트된 광이 펄스 레이저 비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레이저  비임이  상기  시이팅의  전체  표면을  주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상기  단계(B)  다음에,  (C)  시이트가  상기  비평면  형상을  취하고, 제2
의  선택된  입사각이  중앙축인  제2의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한  상으로  보이는  제2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미소렌즈들의  후방에  형성하기  위해  상기  시이팅의  표면에  제2의  선택된 입사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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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기 크게 콜리메이트된 광을 상형성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상기  단계(B)  다음에, (C1 )  상기  시이팅을  다른  형상으로  배치하고  ; 

(D1 )  시이트가  상기  다른  형상을  취할때만  완전한  상으로  보이는  부가적인  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미소렌즈들의  후방에  형성하도록  시이팅의  표면에  상기  선택된  입사각으로  상기  콜리메이트된  광을 
상형성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상기  단계(B)다음에, (C2 )  상기  시이팅을  다른  형상으로  배치하고  ; 

(D2 )  시이트가  상기  다른  형상을  취하고,  다른  선택된  입사각이  중앙축인  다른  원추형  시야내에서 

관찰될때만  완전한  상으로  보이는  또다른  셋트의  축방향  표식들을  미소렌즈들의  후방에  형성하도록 
상기  시이팅의  표면에  다른  선택된  입사각으로  상기  콜리메이트된  광을  상형성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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